
연번 사업명 설계금액 낙찰금액 낙찰율 계약일자 착공일 준공일 계약방법 거래처명 대표자 주소 수의계약근거(사유) 기타

1 광주시립발레단 <백조의 호수> 홍보 현수막 제작 2,299,000            2,075,000 90.3 2018-06-29 2018-07-02 2018-07-02 수의 ㈜이엠애드 민병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50-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

2 대소극장 마이크스텐드 보관 렉케이스구입 2,904,000            2,750,000 94.7 2018-06-26 2018-07-11 2018-07-11 수의 예인음향 박성희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19-1, 2층 1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

3 제5회 신진작가공모전 인쇄 4,198,000            4,198,000 100.0 2018-06-26 2018-06-26 2018-07-20 수의 한길애드 김광열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58번길 4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

4 오케스트라 무대 후로링 구매 설치 13,838,000          13,420,000 97.0 2018-06-26 2018-07-26 2018-08-02 수의 주식회사 티에스 신영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253(벽제동)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

5 법인 사무 가구 구입 6,449,300            6,300,000 97.7 2018-08-08 2018-08-14 2018-08-14 수의 대영사무용가구 박은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8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

6 무대 안전용품 구입 2,988,700            2,893,000 96.8 2018-08-03 2018-08-09 2018-08-09 수의 대흥건철 문영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96-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

7 누전차단기 및 케이블 교체 3,772,000            3,652,000 96.8 2018-07-25 2018-08-07 2018-08-09 수의 ㈜씨티크리스탈 최규영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291번길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

8 소극장 무대 녹음용 마이크 구입 2,992,000            2,850,000 95.3 2018-08-09 2018-08-09 2018-08-23 수의 예인음향 박성희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119-1, 2층 1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

9 무대용 테이프 구입 2,375,000            2,255,000 94.9 2018-08-09 2018-08-24 2018-08-24 수의 아림엔지니어링 이주율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현2길 8-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

10 공조기 내부 청소대금 지급 3,982,000            3,861,000 97.0 2018-08-09 2018-08-21 2018-08-25 수의 진산시스템설비 서정빈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74번길 3,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2호


